
심플한 연삭기용 내경, 외경
인프로세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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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생산 최적화, 품질 및 실시간 공정 제어는 성공적인 산업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르포스의 새로운 P1Dme 앰프는 마르포스의 측정 

헤드와 함께 연삭기를 위한 경제적이며, 콤팩트하고 실용적, 신뢰성 

있는 솔루션입니다

P1Dme는 마르포스의 측정 헤드와 연결되어 연삭 가공 중 소재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본 제품은 콤팩트한 사이즈의 게이지로 디스플레이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며 연마 가공을 위한 모든 연삭기에 손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용자인터페이스는 매우 간편하여 작업자의 작업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P1Dme는 연마재, 금속 이물질, 절삭유, 절삭유의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가혹한 공정 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Benefits
•	 •	 공공	공공공	공공	공공	공공	
•	 •	 공공공	공공	공공공
•	 •	 공공공	공공공	공공	공	공공
•	 •	 공공	공	공공	공공

Benefits

•공차 내에서 부품 생산 보장 

•사이클 타임 최적화

•일정한 생산성 보장 및 유지

•연삭 휠 마모 보상

Typical applications
• 연마 가공 제품을 위한 내, 외경 연마기용으로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Marposs 아날로그 P1엠프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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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Dme unit
P1Dme의 주요 특징은 플랫 스크린,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견고함입니다. 

이 장치는 단독 또는 조작반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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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스탠드 또는 랙*

디스플레이 LCD 4,3″ (480 x 272) 용량

채널
LVDT 또는 HBT Marposs 헤드

1, 2 채널

측정 사이클 인프로세스 연마기 제어

측정 범위
인프로세스 사이클

측정 헤드에 따라 다름:
 ±250 μm
 ±500 μm
 ±1000 μm

전원
25핀 Cannon커넥터

24 Vdc 
(-15% / +20% with 5% ripple - EN 61131-2)

소비 전력
•리트랙션 없을 경우 8 W 
•리트랙션 있을 경우 32 W 

상태 LED 전면 패널

작동 온도 5° ÷ 45° C (41° F ÷ 113° F)

저장 온도 -20° ÷ 70° C (-4° F ÷ 158° F)

무게 1,2 Kg

보호 등급
IEC 60529

•스탠드 버전: IP40
•선반 버전: IP40
•Kit IP54 버전: IP54 (선택사항)

기계 CNC 제어(I/O)
24 Vdc 광절연

25 pins Cannon 커넥터

I/O 신호
•Sink 또는 Source
•입력 전류 5 mA
•출력 전류 100 mA

전기 안전 표준 EN 61010-1

EMC 표준 EN 61326-1

(*) = 프레임 면적: 114 (h) x 202 (l) mm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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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onnections*
OUT C0 – 영점 제어

OUT C1

OUT C2

OUT C3

OUT 측정헤드 리트랙션

OUT 알람

OUT 자동

OUT Delay 시간 / 영점조정 수행

IN 영점조정 사이클

IN 리트랙션

IN 측정 싸이클 시작

--- 24 Vdc 전원 공급(Sink/Source)

(*) =아날로그 P1과 I/O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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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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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 터치 스크린 판넬

2 상태 LED

3 전원 버튼

4 각도 위치 조절기

5 스탠드형 지지대

5 I/O – 전원 공급

6 측정 헤드 커넥터

7 서비스 커넥터

전 면

후 면

Note: P1Dme는 Marposs Micromar 3, MiniAlsar and Idmar 헤드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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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ar

Unica


